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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JJ는 독특한 추상적 공간을 창조하는 회화 작가 홍수연을 소개한다. 홍수연의 작업은 주로 단색조의 화면

으로 유기적인 형태들이 천천히 캔버스 위를 떠돈다. 그것은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나아가며 마치 우주 공간을 

유영하듯 매끄럽고 자유로우며 우아하기까지 하다. 현미경 속의 원형질 혹은 흩날리는 꽃잎 같기도 하고, 어쩌면 

한편의 우아한 발레 동작이 연상되는 등 관객들마다의 각기 다른 상상력과 감성을 끌어낸다. 

연약하고 부드러운 화면은 그러나 볼수록 힘이 있고 구성이 탄탄하다. 홍수연만의 새로운 회화의 방식으로, 단순

함 속에 서서히 드러나는 지층들은 서로 겹쳐지면서 화면에서 깊고 무한한 공간성을 만든다. 작업의 과정을 간단

히 설명하면, 안료를 캔버스에 붓고 기울임에 의해 형태를 결정하고 말리기를 반복하는 방식이다. 캔버스를 기울

여 색을 입히는 그의 작품에는 빛이 있다. 깊은 심연으로부터 서서히 의지의 세계로 나아가려 비상하는, 역설적

으로 아름다운 가상이 눈 앞에 놓여있다. 작가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한 주요 미술관들과 웨스턴조선호

텔 등 유수의 호텔들, 그리고 네덜란드 등의 한국대사관들에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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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1995 Pratt Institute, Fine Art 대학원 졸업 

199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1990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0~) 

2020 스페이스문, 송도, 인천 

Paralogue, Gallery Planet_반얀트리클럽, 서울 

2019 Equilibrium, NYB Gallery, 커클랜드, 미국 

2018 Abstract: Intrinsic, 스페이스소, 서울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0~) 

2020 Time of Peace_Works by Women Artists, HK Art & Antiques, 뉴욕 

2019     Beyond Visibility, Gallery Huue, 싱가포르 

2018     Hommage to Posco, 포스코미술관, 서울 

2015     흔적에서 작품으로, 서울대학교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서울 

2014     Small is Beautiful, Flower 갤러리, 뉴욕 

2013     미적범주, 우민미술관, 청주 

Vessels, LWL_Industriemuseum, Dortmund, 독일 

2012     Korean Eye, 사치갤러리. 런던 

간헐적 위치 선정, 아라리오갤러리, 천안 

Gefabe, Stiftung Zollverein, 에센, 독일 

2011    벗이 있어 즐겁지 아니한가, 포스코미술관, 서울 

 

PUBLIC COLLECTIONS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과천), 서울대학교미술관, 상하이한국총영사관, 네덜란드한국대사관(헤이그), 인도한국대사관(뉴델리), 

금호미술관, 포스코센터(서울, 광양), 삼성서초사옥, 웨스틴조선호텔, 해비치호텔(제주), 롯데호텔(울산, 양곤), 노보텔(대구), 보바

스병원 & 더 헤리티지(분당), (주)한섬(서울), (주)신세계(서울), (주)한국가스해운(인천), 삼성호텔(거제), IFC 콘라드호텔(서울), 연

세대학교박물관(서울), 포시즌호텔(서울), 아난티코브 힐튼호텔(부산), 아라리오컬렉션(천안), 우민아트센터(청주) 외 다수 

 

Iluminate 003, 

Oil on canvas, 117.3 x 142.3cm, 2020


